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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앤더슨 행동모형을 용하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진구에 치한 G복지  할

지역 거주 20세 이상 지역주민 725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선행요인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교육연수가 길수록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의사가 높았고, 

가능요인에서는 복지  인지도가 높을수록, 복지 의 이미지가 좋을수록 이용의사에 정  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인 복지인식은 지역주민의 복지 의 지역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어, 복지인식이 자유지향 일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조직화 서비스 이용에 더 극 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서는 보다 극 인 복지 홍보  지역사회노출에 심을 기울이고 자유지향 인 

복지의식을 활용하는 략수립이 요구된다. 

■ 중심어 :∣지역사회복지관∣주민조직화 서비스∣복지의식∣앤더슨 행동모형∣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ffecting intention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at a community 

welfare center. 725 people aged 20 and older who lived in Gwang-jin-gu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eputat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ntention to use is primarily affected by predisposing factors, age and duration 

of education. Female and more educated peopl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Enabling factors, reputation and image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significantly affect intention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People are 

more likely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when there is higher reput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better image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Finally, intention 

to use is primarily affected by welfare consciousness, a need factor. People who have liberal 

welfare consciousness are more likely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ncreasing intention to use community organizing 

services at a community welfare center. 

■ keyword :∣Community Welfare Center∣Community Organizing Service∣Welfare Consciousness∣Anderse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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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사회는 단순히 지리  물리  공간이 아니라 생

활방식이나 신념 는 가치  등을 포함한 생활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는 그 안에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생산, 생활, 문화의 거 이라는 지리  범 와 그로부터 

생되는 감정  동질감 내지는 운명공동체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1]. 한국사회에서는 두 와 품앗이라는 

통  개념에서부터 근  새마을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서로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

덕으로 삼았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으로 실시

된 이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는 더욱 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참여의 확 는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한

다[2]. Fontan 등[3]은 구도심의 실업,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에 지역조직화가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빈곤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

으는 지역조직화가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Boehm 등l[4]은 기존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다양

한 지역사회의 독특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하게 

응하지 못하는 실을 지 하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과

정 지향 이고,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 하는 실천 

심의 안모델을 제안하기도 하 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단지 하나의 방법으로만 간주되어 오던 지역

조직화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요한 방법임을 강조

하며 그 요성을 두시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Hughey[5]은 지역사회조직화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조직의 결속력과 역량강화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지역조직화의 필요

성을 확 하 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추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은 1989년 통령 공약사업

으로 추진된 ‘임 아 트내의 사회복지  의무 설치’가 

시발 이 되어 성장하기 시작하 다. 재 지역사회복

지 은 지역복지사업의 핵심 기 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은 복지 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

혜자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를 

신뢰하고 지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6]. 하지

만 지역사회의 몇몇 복지시설만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포 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필연 으로 발

생하는 사각지 에 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주민조직화사업이 

지역사회복지 의 주요한 사업으로 두된 것도 사실

이다. 주민조직화사업은 지역주민간의 긴 한 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복지발 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은 주민들의 극 인 참여와 지지가 매우 

핵심 인 요소이다. 하지만 다원화되고 개인화된 사회

구조 내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극 으로 지역조직화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조직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진하는 것은 지역의 복지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

성을 반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

역 착형 사회복지의 개에는 지역사회 주민조직화사

업의 주민참여가 매우 핵심  요소이나, 지역사회복지

을 비롯한 사회복지실천 장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6], 활성화방안 마련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

민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게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문

제 발생의 장이기도 하지만 해결과 방을 한 장이므

로 주민참여는 주민의 욕구 악과 더불어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7].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지역주민의 공

동체  조직화를 진하고 나아가 지역복지발  략

을 구상하는데 매우 핵심 인 기 자료를 제공하는 의

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 회[8]에 의하면 복지  심의 지역주

민조직화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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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주민조직화사업

은 주민의 조직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복지증진

을 지향하는 주민 심의 운명공동체라는 특징을 지닌

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 심 주민조직화사업은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한 인식, 사회에 

한 의식정도가 사업의 성공과 성패를 가르는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9].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사회 

주민조직화사업의 이용자를 상으로 만족도와 이용실

에 기반을 둔 효과성 분석이 주를 이루거나, 지역사

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달하는 하나의 달체계로

서 지역사회복지 의 기능에 주요한 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6][10][11]. 다양한 주민조

직화사업이 성공하기 한 지역사회  토 에 한 연

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앤더슨 모형을 토 로 주민조직

화사업 참여의사와 련된 요인을 포 , 반 으로 

탐색해 보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측요인을 분석하는

데 매우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12] 앤더슨 모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요인

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

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

비스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 으

로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 다. 

첫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가능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욕구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관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의미와 지역주민 

참여

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에 하여 이해하기 

해서는 먼  주민조직화에 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주민조직화라는 용어는 Jackson[13]은 “지역사회의 특

정 과제를 수행하기 해 주민들이 서로 모여 여러 형

태의 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최옥채[14]는 주민조직화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하기 해 지역사회실천가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이 회합을 통해 문

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지역사회실천의 한 부분이라

고 하 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조직화란 자조하기 해 

지역사회구성원을 불러 모으고 도구를 가진 그들을 지

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15].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을 조직화하기 해 지역사회복지 은 매우 핵심 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복지 은 지역사회주민을 상

으로 필요로 하는 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 인 서

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해 다양한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은 지역

사회조직화 과정을 극 활용해야 한다[16][17]. 나아가 

최종 , 이연[18]은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주민참여를 진시키기 한 활동

이라고 그 개념을 확장하여 제시하 다. 이는 이 까지 

이야기하던 지역사회조직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조직화”의 핵심요소가 바로 “지역

주민의 조직화”라는 것을 확인해 다[19]. 한재랑[20]

은 지역사회주민의 조직화가 달성해야할 장․단기목표

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단기목표에는 문제를 해결하

는 조직형성을, 장기목표에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설정하 다.

지역사회의 주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

로 힘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고, 사회  환경을 효과 ·효율 으로 만드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21][22].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조직화는 단순히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

다는 복지 을 심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역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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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기 해 주민의 

임 워먼트와 연결지어 지역주민을 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9]. 

지역사회복지 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거 기

으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문가인 사회복지사

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지역사회주민을 조직화하는

데 매우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종

합사회복지 의 지역조직사업 사례를 살펴본 신명호

[23]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복지 수 에서 주민

공동체를 조직함으로서 비록 작은 단 일지라도 일정 

계층내의 ‘수평 인 연 ’와 ‘계층 간의 수직  연 ’를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생  역량을 발휘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지역사회복

지 에서 주민들이 자생  문제해결 능력을 진시키

는 주민조직화 서비스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심의 주민자생력을 키우는 요한 단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 예측요인 

1) Andersen의 행동모델

Anderson의 행동모델(Behavioral model)은 일반

인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개인과 가족이 사회구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이 실제 

최종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설

계된 모델이다. 

앤더슨 모형에서는 일반 으로 이야기하는 기능  

요인 외에도 생물학  특성이나 인구사회학  변인, 그

리고 욕구수 을 함께 고려한다는 에서 심의 범

가  포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 인 서비스 이용

의 행태를 거시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형성을 제공하

여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이 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24].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Andersen모형은 주로 보

건의료분야를 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행 를 규명하

기 한 이론  틀로 사용되었다[25]. 하지만 Bradley 

등[26]은 앤더슨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이

용의사를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의사 

결정행동의 향요인을 악하기 유용한 모델로 분석

에 하여 그 활용범 를 확장하 다. 한 Webster 등

[27]은 서비스 이용의사와 실제 서비스 이용간의 계

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다

양한 이용의사(의향, 의도)의 요성을 강조하며 앤더

슨 모형의 이용요인에 한 효용성으로 앤더슨 모형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에 

따라 개인수 에서 서비스 이용을 비교  체계 이면

서 간명하게 설명한다는 에서 최근에는 사회복지서

비스와 련하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28]. 이

게 앤더슨 모형은 다양한 학문의 을 결합한 충

인 방법이고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사회구조  특성, 

지식과 태도, 그리고 이용자의 욕구까지 포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 행태에 해 반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앤더슨 모형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행태와 행동의 요인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기 을 제시하는 데에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

을 뿐만 아니라 개인 내   외  요인을 통합 으로 

리하고 있어 행 측의 분석틀로 합하다. 노인복

지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이용과 련된 요인

들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29-31]. 특히 

정신건강 역에서 서비스 이용행태를 규명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효과성이 인정되었다

[32][33].

Andersen(1995)의 행동모형은 서비스 이용과 련된 

개인  조건을 의미하는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거나 해하는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욕구요인(Needs Factors)등

으로 구성된다. 먼  언 된 선행요인은 지역사회복지

 주민조직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 부터 가지고 있

던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개인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조직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향  특성을 의미

하며, Anderson은 이와 같은 선행요인들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이용자의 생물학  특성을 포함한 인구사

회학  요인과 교육, 직업과 같은 사회구조 인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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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가능요인은 개인의 삶과 직장

생활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원으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등이 포함되는 환경  

요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능요인은 개인과 가족

역과 지역사회 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가족

역은 서비스 기 과의 이용거리, 서비스 이용경험, 이

용한 서비스 종류 등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역에

서는 그 지역 지역사회복지 의 규모와 서비스 이용률, 

혹은 복지  인지도  복지 에 해 가지고 있는 이

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은 지역사회 주민조직화 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가장 직 인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지

각된 문제나 결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가

지고 있는 복지인식이 그에 해당하며, 욕구요인이 높을

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 할 수 있다

고 본다[28][32].

2) 지역사회 복지관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을 위

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Andersen의 행동모형에서 제시한 선행요인들  성

별,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  요인과 련된 기존 연구

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성별의 경우 일반 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에 한 허용의 정도가 큰 여성이 서비스 이용

의 경향이 높고 특히 정신건강 역에서 그 결과가 입

증되었다[34][35]. 연령의 경우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았거나[36][37], 연령이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25]와 같이 엇갈린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 재 지역사회복지 이 있는 지역별유형은 크게 

구임 지역, 소득지역, 혼합지역, 산층지역으로 나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사업 역이 다

르게 제시되어왔다[19]. 이는 소득수 이 지역사회주민

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확인하는 요한 근거이자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이용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14][19][38]. 이

와 비슷하게 복지욕구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과 학력, 성별 등의 개인 인 요인이 개인의 복지욕구

에 많은 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21].

한국인의 복지욕구와 복지인식에 해 연구한 김희

진 외[39]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수 과 교육수 은 사

회를 바라보는 요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연령, 소득, 학력수  등 기본 인 특성은 사회를 바라

보는 기 을 달리하게 하고 복지정책에 한 인식도 달

리한다고 하 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상의 

소득수 , 연령, 성별, 학력 등의 기본  특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의 지역사회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

인 측면과 사회 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 , 가족구성, 월평균 소득을 선행요인으로 구성

하 다. 

 

3)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가능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측할 수 있게 하는 것으

로 주로 사회  지지체계 등이 거론된다. 특히 건강서

비스 역에서 이용을 측하는 주요요인으로 언 되

는데, 가족자원이나 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공식 , 비공

식  지지체계가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

들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

조직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능력 

등에 한 가능요인으로 복지 에 한 평소 인지도와 

이미지를 설정하 다. 특정 기 과 제도에 한 인지도

와 이미지 등의 향은 서비스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데, 치매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경향을 연구한 연구들[40][41]에서도 사회  제도

특성의 인지수 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고 자원에 한 홍보와 정보안내가 서비스 이

용에 매우 필수 인 요소라고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으로 복지 에 한 인

지도와 복지  이미지를 선정하 다. 

 

4) 지역사회 복지관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을 위

한 욕구요인(Need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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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욕구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개인의 장애나 질병 수  등 건강 련 특성이 

이에 해당된다. 욕구요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직 인 원인으로 개인

의 장애나 질병의 수 에 한 변수가 주가 된다[28].  

이를 지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이용에 

용해 본다면 주민조직의 기본 인 목 으로 회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주민조직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한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의 당

면한 사안이나 문제해결을 해 주민의 힘을 모아 스스

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23][42]. 이것

은 기본 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인식과 매우 

한 련이 있다. 일반 으로 복지인식은 빈곤의 원인, 

불평등, 사회정의, 재분배, 복지에 한 정부의 역할 등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해 지니는 생각을 의미

한다[43].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복지의식, 복지

인식, 복지태도 등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는데, 의식은 

규범  의식과 동일시되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태도는 의식에 이르는 통로로서 구체 으로 표면

화된 의견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복지를 둘러싼 신념  가치와 행동성향을 포 하

는 개념으로 복지의식 혹은 복지인식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44].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인식은 그들이 복지서비스

에 한 필요성과 당 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결정  역할을 하게 한다. 주민조직화와 

같은 선상에서 시민개인의 사회  참여로 간주되는 기

부행동을 연구한 강철희[43]의 연구에서도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복지인식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개인의 복지인식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역

량을 배양하는 로그램의 이용의사에 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요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식과 앤더슨 행동모

형의 적용

앞서 언  하 듯이 Anderson의 행동모델은 일반

인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개인과 가족이 사회구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에 매우 효과 인 모

형이다[25]. 따라서 이용자의 수요와 공 의 측이 

요하게 인식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용자를 측하고 

질병치료 로그램에 효과 인 상자를 악하기 해 

진행되었고[33][35], 상 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에 해서는 그 이용의사를 체계 으로 악하고자하

는 노력은 많이 시도되지 못한 것이 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서 효과 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그 이용 상자들이 

복지 로그램을 이용하는 요인을 체계 으로 악하는 

시도는 로그램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앤더슨 모형을 용하여 지역사회 주

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복지 의 주민

조직화 서비스 활성화에 정확한 인식의 틀을 제공할 것

이며 발 방향을 논의하는데 보다 구체 인 근이 가

능하도록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지역주민의 복지  주민조직화 서비스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앤더슨의 행동모형에 기

한 연구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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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 측요인으로 

먼  선행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 가족구성, 

월평균소득을 상정하고 가능요인은 복지  인지도, 복

지  이미지를, 욕구요인으로는 복지인식을 상정하여 

상기 변수들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복지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식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진구에 치한 G복지  할 지역에 거

주하는 20세 이상 지역주민 800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이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72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에 

산층 주민거주비율이 높아 주민조직화 서비스 활성

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G복지 의 조를 받아 이

루어졌다. 응답자는 자발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답변에 한 익명성과 비 보장에 해 사  동의를 얻

고 실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 을 설명

하 으며, 연구목  외에는 자료가 공개되는 일이나 개

인을 특정 하는 일이 없음을 알리는 등 연구윤리를 

수하 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일 ~ 30일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일 일 개별면 방식으로 자

료가 수집되었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앤더슨 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나

어 설정하 다.  먼 , 선행요인은 인구사회학  특성

인 성별(남성=0, 여성=1), 연령, 교육수 ( 졸에서 

학원졸업까지 연속변수), 가족구성(0=독거, 1=독거 외), 

월평균소득을 투입하 다.

가능요인으로는 복지  인지도, 복지  이미지를 설

정하 다. 복지  인지도는 한 개의 문항으로 1~3 의 

연속변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복지  인지도가 높음

을 나타낸다. 복지  이미지는 최소연 등[11]이 사회복

지기 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해, Bennett 등[45]의 연

구와 최승범 등[4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16항목

의 형용사 (5  척도)의 어의차이척도를 활용하 다. 

이 척도는 복지 의 성실성, 역동성, 문성의 범주에서 

이미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 에 가

까울수록 정 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16항목의 총합을 복지  이미지 변수로 사용하 다. 복

지  이미지의 신뢰성 계수는 .942 다.

욕구요인으로는 채승희[47]의 연구에서 사용된 복지

의식 척도를 사용하 다. 사회복지의식은 복지서비스

와 련된 9개 역 11개 문항에 한 견해로 구성되며, 

9개 역은 교육, 의료, 실업, 주택,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복지와 련된 편견의식, 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견의식과 조세 역은 2문항씩이다. 각 문항

은 개별 역에 한 내용에 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고르는 것으로 1 (  그 지 않

다)~5 (매우 그 다)의 Likert스 일로 측정하 다. 복

지의식의 변수 값은 11 에서 55 으로 구성되며, 11

에 가까울수록 평등지향 이며, 복지에 한 국가의 역

할을 강조하는 집합주의  지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되며, 55 에 가까울수록 자유지향 이며 복지에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지향이 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지의식 척도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는 신뢰성 계수는 .772 다.

2) 종속변수 

진구 G종합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로 운

되고 있는 a. 지역주민이 운 하는 마을도서 , b. 

리마켓(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핸드메이드 매 

 지역주민 소통의 장), c. 지역주민 상 친환경 캠페

인, d. 주민동아리 공간 제공  사회공헌 활동, e. 도서

나눔행사(도서기부, 도서교환), f. 바자회 로그램에 

해 각각 본인이 이용하게 된다면 향후 어느 정도 이

용하고 싶은지를 1 (  없다)~5 (매우 많다)의 5단

계 Likert 척도로 이용의사를 물었다. 총 6개 사업의 이

용의사 총 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해 spss18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인 지역주

민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기 해 빈도분석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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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내용 구분 빈도  %

성별
남 143 19.7

여 582 80.3

연령

30세 미만 23 3.2

30세 이상 ∼ 39세 이하 232 32.0

40세 이상 ∼ 49세 이하 264 36.4

50세 이상 ∼ 59세 이하 116 16.0

60세 이상 88 12.1

무응답 2 0.3

학력

초졸 22 3.0

중졸 35 4.8

고졸 153 21.1

대졸 442 61.0

대학원 이상 73 10.1

가족
구성

독거 40 5.5

부부 75 10.3

부모+자녀 511 70.5

한부(모)+자녀 40 5.5

조부모+부모+자녀 40 5.5

조부모+자녀 4 0.6

기타 15 2.1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84 11.7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19 16.6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18 16.4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125 17.4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94 13.1

550만원 이상 178 24.8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같이 

독립변수로 설정한 세 요인과 종속변수인 복지  주민

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 간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상자의 성별은 143명(19.7%)은 남성, 582명

(80.3%)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정도 많았다. 

연령은 평균이 44.9세 으며, 연령 별 분포는 30세 미

만이 23명(3.2%), 30 (30세~39세)가 232명(32.0%), 40

(40세~49세)가 264명(36.4%), 50 (50~59세)가 116명

(16.0%), 60세 이상이 88명(12.1%)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 졸 이하가 22명(3.0%), 졸이 35명(4.8%), 고졸이 

153명(21.1%), 졸이 442명(61.0%), 학원 이상이 73

명(10.1%)로 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가족구성은 독거가 40명(5.5%), 부부가구가 75명

(10.3%), 부모와 자녀 구성가구가 511명(70.5%), 한부

(모)와 자녀 구성가구가 40명(5.5%), 조부모와 부모자

녀 구성세 가 40명(5.5%), 조부모와 자녀구성세 가 4

명(0.6%)로 부분의 가구가 부모 자녀 형태의 가족구

성에 속해있음이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550만원 이

상이 178명(24.8%)로 가장 많았고, 350만원 이상 ~ 450

만원 미만이 125명(17.4%),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

만이 119명(16.6%),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이 118

명(16.4%),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이 94명

(13.1%), 150만원 미만이 84명(11.7%)이었다.

2) 복지관 인지도와 복지관 이미지

복지  인지도는  모른다(1 ) ~ 아주 잘 안다(3

) 사이에 분포하며, 1  271명(37.02), 2  327(45.1%)

명, 3  127명으로 평균 1.8 (SD= .71)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복지  이미지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80 에 

가까울수록 복지  이미지는 체 으로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체 응답자 평균은 

58.83 (5  만 을 기 으로 하면 3.67 )인 것으로 나

타나, 응답자는 복지  이미지를 정 인 쪽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복지의식

응답자들의 복지의식 평균은 앙치 33 보다는 약

간 높은 38.85 으로, 평등지향 이기 보다는 다소 자유

지향 이며, 복지에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복지관 인지도, 이미지, 복지의식의 기술통계

항목 범 평균 표 편차
복지관 인지도 1~3 1.80 0.71

복지관 이미지 16~80 58.30 10.75

복지의식 11~55 38.83 6.97

4)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는  없다(1 )~매우 

많다(5 ) 사이에 분포하며, 각 항목별 평균은 [표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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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  
모델 Ⅰ 모델 Ⅱ 모델 Ⅲ

b(SE) β b (SE) β b (SE) β

{선행요인} 

성별
  (남성=0)

2.337(.629) .182*** 1.719(.619) .134** 1.868(.613) .145***

연령 -.017(.025) -.038 -.007(.024) -.038 .005(.024) .010

교육연수 .319(.123) .161* .356(.119) .180** .298(.119) .150*

가구상태
 (독거=0) 

2.707(1.403) .095 2.671(1.366) .094 2.520(1.349) .088

월평균소득 -.210(.155) -0.78 -.197(.151) -0.73 -159(.149) -.059

{예측요인}

복지관인지도 1.255(.496) .124* 1.106(.491) .109*

복지관이미지 .083(.021) .194*** .078(.021) .182***

{욕구요인}

복지의식 .115(.033) .164**

F 5.955*** 8.856*** 9.440***

R2 0.068 0.133 0.158

AdjR2 0.057 0.118 0.141

같다. 이용의사의 평균 수는 3.56  ~ 3.92  사이 으

며, 체 6항목의 이용의사 평균은 22.66 (SD=4.95)로 

나타났다. 

표 3.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의 기술통계

항목 범 평균 표 편차
마을도서관 1-5 3.90 1.00

프리마켓 1-5 3.84 .98

친환경 캠페인, 1-5 3.61 .99

공간 제공 및 사회공헌 1-5 3.56 .99

도서나눔행사 1-5 3.92 .99

바자회 1-5 3.81 .98

합계 6-30 22.66 4.95

2.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서비스 참여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연구모형에 포함

된 세 가지 요인  선행요인만 투입한 모형Ⅰ에서는 

설명력이 6.8%로 나타났으며, F=5.955로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나타난 독립변수는 성별과 교육연수로서, 남성보다 여

성이, 교육연수가 길수록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참여의

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요인이 추가된 모형Ⅱ에서는 설명력이 13.3%로 

모형Ⅰ보다 6.5%가 증가하 으며, F=8.856으로 이 회

귀분석모형도 유의하 다.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는, 선행요인의 성별과 교

육연수에 이어, 가능요인으로 투입된 복지  인지도와 

복지  이미지가 유의미한 련을 나타냈으며, 남성보

다 여성이, 교육연수가 길수록, 복지  인지도가 높을수

록, 복지  이미지가 정 일수록 주민조직화 서비스

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이 추가된 모형Ⅲ은 모형Ⅱ보다 

2.5%증가한 15.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F=9.440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는 앞선 모

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성별, 교육연수, 복지  인지

도, 복지  이미지에 더불어, 욕구요인으로 추가된 복지

인식 한 유의미한 련성을 나타내었다. 모형Ⅲ에 따

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복지  인

지도가 높을수록, 복지  이미지가 정 일수록, 복지

의식이 자유지향 일수록 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에 한 참여의사 즉,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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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앤더슨의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의 지역사회복지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실시하 다. 앤더슨

의 행동모형을 바탕으로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식

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

으로 분류하 으며 결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한 함

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성별과 교육연수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

역사회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지역문제에 하

여 보다 더 심을 가지고 주민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강 선[9]의 연

구에 따르면 여성이 지역조직화 서비스에 참여함으로

서 여성의 리더십 기회와 이에 필요한 지식자산을 의도

으로 높이는 략이 가능해진다고 하 다. 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이 지역조직에 극

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남

성주민들 지역복지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

성이 선호하는 취미, 사동아리와 주민조직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조직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임을 확인하 다. 

한 교육수 이 높은 상자가 주민조직화 서비스에 

한 참여의사가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교육수

은 사회를 바라보는 요한 기 을 형성하는 요한 요

소가 된다[39].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 높은 사람의 경

우 서구사회와는 반 로 정부정책에 비 이라는 연

구가 있다[48][49]. 즉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주민조직화 서비스

에 더 심이 있으며 이용의사가 높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존에 복지서비스는 소득층, 학력 등

의 취약계층을 심으로 이루어졌다[50][51]. 즉, 학력

수 이 낮거나 소득수 이 낮은 계층일수록 복지서비

스의 수혜 상자이며 복지서비스의 주요한 상으로 

이들의 욕구를 심으로 복지서비스가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조민조직화 서

비스는 상을 확장하여 소득뿐 아니라 산층에까

지 확장되며 이들을 함께 참여시킬 방안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가능요인으로 복지  인지도와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복지 의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

인은 지역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 의 기능과 역량에 

한 개인의 인식이 매우 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

다.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당 성을 설득하기 이 에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을수

록 그 서비스에 한 이용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이를 

고려한 차별 인 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요한 

기 이 되는데 최소연 외[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

지시설의 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하는 것은 고객

에서 서비스 선택을 한 거로 작용한다고 강조하

며 이를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기 의 정 인 이미지 구축은 기 의 평 과 연

결되어 자원유입의 경제  효과뿐 아니라 조직에 정당

성과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 인 이미지 제고를 

한 노력이 매우 요하다고 제언하 다. 따라서 지역

사회복지 에서는 주민조직화 사업의 활성화를 해 

기 의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을 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해 기  홍보와 정보제공 등의 간 인 

방식까지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40].

셋째,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욕구요인으로 복지인식은 지역주민의 복지  주민조직

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도

출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복지인식은 다소 자유지향

이며, 복지에 해서는 개인의 책임도 요하다고 인

식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해서도 개인의 역할을 인

정하고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지역사회

에서 개인은 자유지향 일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조직화 서비스이용에 보다 더 극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복지의존 인 취약계층만을 상자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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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체 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립의 기능이 있

는 산층까지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상자로 확장하

여 지역사회에 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평등지

향 인 사람이 주민조직화 서비스이용에 부정 이라기

보다는 주민스스로의 역량강화도 요하게 인식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가의 공 인 역할에 한 요성을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분법

인 잣 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데는 주의해야 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조직화 로그램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앤

더슨 행동모형을 용한 연구로 지역사회주민의 주민

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분류하여 체계 으로 

근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즉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서비스 

이용 원인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합리 으로 근하

는 것이 성공 인 서비스 로그램 운 을 해 요한 

요소임을 발견하고 앤더슨 모형의 용가능성을 확장

하 다. 

본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주민조직화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 모형

을 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각 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가

능요인과 욕구요인에 해서는 주민조직화 서비스 특

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된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 연

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지역

사회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구체 인 요

인을 규명하는 근방법을 다양화하여 양 연구 외에

도 질  근방법을 통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의 요한 구심 이 되는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활

성화를 해 필요한 력과 발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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